자격있는 호주 이민자를
위한 영어 과정
COVID-19 으로 인한 AMEP 서비스 변경 사항
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AMEP 수업에 출석하지 마십시오.
계속되는 COVID-19 상황으로 인해 AMEP 수업 전달 관련하여 온라인 또는 원격 학습 등 새로운
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.
이러한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 알아 보시려면 AMEP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연락하시기
바랍니다.
COVID-19 및 증상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.

성인 이민자 영어
프로그램
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(AMEP)은
가족, 기술 및 난민 비자 이민자 중
자격있는 이민자들에게 무료 영어
과정을 제공합니다.

프로그램 전달
AMEP 는 호주 전역 58 개 지역에서
전달되며, 학습자의 필요에 알맞게 원격
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 옵션 및
수업 조합을 제공하도록
설계되었습니다.

AMEP 서비스 제공자 페이지에서 각 주
별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
프로그램 제공자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
있습니다.
AMEP 에 대한 정보는 외국어로도
제공됩니다.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된
정보를 보시려면 외국어로 된 정보
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.

자격 요건
AMEP 수강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
다음 사항을 갖추셔야 합니다.
• 호주에 거주하는 자
• AMEP 공식 평가사가 Immigration
(Education)(Functional English)
Specification 2017 에 의거, ‘기능적
영어’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
평가한 자.
• (주 비자 소지자만 해당) 이민성이
본인의 비자 발급 목적상 이미
‘기능적 영어’ 혹은 그 이상을 갖춘
것으로 평가하지 않은 자.
• 과정 등록 시작 및 완료의
만료기한을 준수할 자 (아래 만료
기한 참고).
• 최소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
충족하는 자:
o 영주 비자 혹은 적격한 임시
비자를 소지한 자
o 임시 비자 종류 분류 (Temporary
Visa Classes Instrument)에 명시된
적격한 임시 비자를 소지한 자
o 과거에 영주 입국 허가나 영주
비자를 소지했고 호주 시민이 된
자
o 18 세 미만의 개인인 경우, 부모
중 최소 1 명이 영주 입국 허가
혹은 영주 비자를 과거에
소지했거나 현재 소지한 자.

18 세 미만인 경우
‘기능적 영어’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,
주류 교육 시스템으로 필요가 충족되지
못하는 15 세에서 17 세 사이의 이민자
및 난민 입국자에게 이 프로그램
참여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.

만료 기한
다음과 같은 만료 기한이 적용됩니다:
• 6 개월 내 등록 (18 세 이상) 또는
12 개월 내 등록 (18 세 미만).
• 12 개월 내 과정 시작.
• 5 년 내 과정 완료.
AMEP 서비스 제공자는 현 학습자와
학습 예정자들을 대신해 만료 기한
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연장 신청은 Immigration (Education) Act
1971 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개별심사
됩니다.

보육 서비스
보육 서비스는 취학연령 아래의 자녀를
둔 AMEP 학습자들에게 제공됩니다.
보육 서비스는 AMEP 서비스 제공자가
마련하며, 가능한 경우 학습자의 학습
현장과 근접한 곳에서 제공됩니다.

